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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저전력장거리 기술과 임베디드 보드를 이용한 치매 돌봄 스마트 신발과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현하

였다. Cortex-M3 보드와 로라 모듈로 구성된 통신 모듈은 신발 밑창의 홈에 내장 된다. 위치추적 응용 소프트웨어는 

임베디드 보드에서 제공하는 신호와 GPS와 로라 망을 이용하여 보호자가 치매 환자의 위치 추적할 수 있다. 외부 환

경에서 스마트 신발의 위치 추적 및 데이터 전송 동작이 성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개

발한 스마트 신발이 치매 환자의 돌봄을 위한 실종을 막는 안전장치로 응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smart shoes for dementia care using embedded boards and Low Power Wide Area technology and their 
application software are implemented. The communication board composed of Cortex-M3 board and LoRa module is 
embedded into groove made in outsole of smart shoes. Including the mold, the shoe outsole was manufactured by hand. 
By using application software and embedded board, caregiver can track the position of dementia patient using GPS and 
LoRa network. The location tracking and data transmission operations of smart shoes have been successfully verified in 
the outdoor environment. The smart shoes of this paper are applicable to a safety device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demented patients through results of experiments and if bigdata is collected and analyzed by deep-learning, it may be 
helpful to analyze the predictive path of dementia patients or the pattern of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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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치매는 세계적으로 약 1,200만 명이 고통 받고 있는 

질환이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는 2050년이 되면, 현재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 치

매 인구가 2050년에 1억 5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경고

하고 있다[1]. 그림 1의 보건복지부 치매노인의 증가 추

이 및 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치매 환자는 

9.18%로 총 54만 명으로 집계된다[2]. 2000년 65세 이

상 인구 비중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2050년에

는 37.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치매 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치매 환자들의 

경우 인지력은 낮지만 신체 기능이 정상일 경우 실종으

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치매 노인들을 초기 발

견이 늦어지면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초

기 발견과 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

Fig. 1 Increase and prospect of dementia patients[2]

치매 환자 위치 추적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현

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글라스 모양은 탈착이 

쉬워 착용하기가 부적절하며, 부착 모양은 등 뒤에 붙였

을 경우 탈착이 어려운 장점은 있으나, 주름진 피부와 

땀, 각질 등으로 떨어질 문제가 발생된다. 트래킹 신발 

모양은 치매 환자들의 착용에 거부감이 덜 한 장점이 있

어, 위치 추적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4]. 스마트 신발의 경우 아두이노 기반 스마트 

신발 모듈의 설계 및 구현 논문에서 GPS를 탑재한 위치 

추적의 모듈 방식 및 운동량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신발 논문에서는 걸음걸이의 

분석을 통한 헬스 케어 스마트 신발에 대해 저술하고 있

지만, 치매 환자를 위한 특화된 스마트 신발제품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5-6]. 
현재 노약자가 보호자의 일정 범위 이상을 벗어나면 

알림 기능이 포함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많은 진행이 

되고 있으나, 노약자가 보호자의 일정 범위로 다시 돌아

오기 전까지는 위치 확인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선 네트워크 센서

가 부착된 신발을 매개로 치매 노인의 위치 정보를 측정

한 후 현재 위치 전송을 전달하는 기술을 구현하고자 한

다. 신발의 밑창에 추적 센서를 부착하여, 사용자가 걷

거나 뛰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구성하였고, 로라(LoRa, 
Long Range) 전용 통신 모듈을 부착하여, 모니터링 시

스템으로 해당 위치를 즉시 발송할 수 있는 추적 센서를 

부착하였다. 이동 환경에서 스마트 신발의 통신을 위해 

소물인터넷을 위한 로라 망[7]을 이용하고, 충전이 가능

한 배터리를 모듈로 구성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

현을 위한 환자 모니터링과 경로 추적을 위한 응용 소프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스마트 신발 시스템을 기술하

고, 3장에서는 결과와 성능 분석에 대해 다루며, 마지막

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스마트 신발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저전력장거리 기술을 이용한 치매방지 

스마트 신발 구현에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 위치추적 

신발, 위치추적 모듈과 서버 시스템에 대해 기술한다.

2.1. 스마트 신발 시스템 구성 및 구현

스마트 신발의 시스템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치매 환

자에게 사용할 스마트 신발의 밑창에 로라 모듈을 탑재

한다. 탑재된 로라 모듈은 내부에 포함된 GPS를 통해 

피보호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로라 게이트웨이로 위치 

정보를 전송한다. 로라 게이트웨이는 저전력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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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WA, Low Power Wide Area)통신을 위한 게이트웨

이로, 밑창에 탑재된 로라 모듈 내부의 GPS 센서를 통

해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서버로 위치 정보를 전송 후, 
위치추적 소프트웨어로 치매 환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Fig. 2 Configuration diagram of the whole system

2.2. 위치 추적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위치추적 응용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

한 순서도는 그림 3과 같이 구성된다. 보호자의 정보 및 

감별을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서버

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저장된 보호자의 정보와 

로그인의 정보가 동일한 경우 보호자를 위한 전체 메뉴

를 구성하였다. 암호 잠금 쿠키를 사용하여,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자동 로그인을 지원하는 기능

을 갖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을 나열한 

메뉴, 피보호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 보기 메

뉴가 있다. 그리고 업데이트 공지사항을 알리는 Notice 
데이터베이스와 피보호자 및 보호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보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

다. 위치 보기를 선택할 경우 이미 등록된 피보호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피보호자의 위치를 정해진 시

간마다 추적하여 현재 위치를 서버의 위치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하고,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은 기록된 

정보를 읽은 후 화면에 표시한다. 위치추적 응용소프트

웨어는 이클립스 루나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안드로이

드 환경으로 개발하였다. 

2.3. 위치추적 모듈 구성 및 구현

표 1에 무선기술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무선 통신의 

경우 WiFi, Bluetooth, RF-links, ZigBee, Cellular, 
LPWA 등으로 구분되며, 표 2에서와 같이 LPWA 무선 

통신은 통신 범위가 2Km부터 최대 21Km까지 통신이 

가능하여 다른 무선 통신보다 압도적인 거리의 통신을 

지원한다. 치매 환자의 경우 이동한 경로를 추적할 때 

최대한 먼 위치까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여, 로라 모듈 

중 하나인 IM-L210 통신 모듈을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IM-L210은 917∼923.5MHz ISM(Industrial 
Scientic and Medical) 주파수 밴드, 4.5Kbps의 Data Rate, 
안정적으로 최대 10Km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Technology Data rate Range Frequency

WiFi 54Mbps 150m 5GHz

Bluetooth 721kbps 10~150m 2.4Ghz ISM

RF-links 1Mbps 50~100m 2.4Ghz ISM

ZigBee
250kbps
20kbps
40kbps

100~300m
2.4Ghz ISM

868MHz
915MHz ISM

Cellular 3G 144.4Mbps
5.8Mbps Variable 800MHz

1900MHz

LPWA 1kbps~
30kbps 2km~21km 800MHz ISM or 

900MHz ISM

Table. 1 Comparison of local area wireless networks 
technology

Fig. 3 Software Menu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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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의 밑창에 들어갈 위치추적 모듈은 로라 게이트

웨이와 통신하고, 현재 위치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알려주는 모듈이다. 그림 4는 위치추적 모듈

의 내부 구성과 완성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케이스

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다. 모듈의 하단에는 충

전이 가능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하여 마

이크로 5핀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다. 

Fig. 4 Location tracking module 

충전 후 유지 시간은 데이터 전송 시간, 대기 상태와 

활성 상태에 따라 지속 시간은 식 (1)로 정의된다. 

 × × (1)

은 총 전력량의 합을 나타내고 있으며, 는 대기 

전력 상태일 때 1초 당 요구되는 전력량을 나타낸다. 
은 통신에 필요한 전력량으로, 통신 속도가 빠를수록 전

력량이 빠르게 소비된다. 수식 (1)의 계산을 바탕으로, 
1000mAh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대기 상태로만 유지할 

경우, 현재 위치에 필요한 전력량은 소비가 되지 않으므

로, 약 7일 동안 모듈을 유지할 수 있다. 15초마다 전송

할 경우 약 2일 동안 모듈을 유지할 수 있다.
위치인식 기술은 로라 전용통신 모듈을 사용하였으

며, SKT에서 무료로 배포한 로라 전용 통신 모듈을 토

대로 개발되었다. 로라 통신 모듈은 내장 안테나가 포함

되어 있어, 활동성이 많은 신발에 적용하기 적합하며, 
글로벌 IoT 표준인 oneM2M 국제표준[8]이 적용되었다. 
로라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경우 직접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이 없는 장점이 있어 실험을 

위한 환경으론 적합하다. 위치추적 모듈의 전체 크기는 

45mm × 20mm × 10mm로 구성되어 있어, 평균 240mm 
성인 신발의 밑창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구성하였다. 
위치추적 모듈에 대한 상세한 특성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Items Contents

MCU STM32F103, ARM 32-Bit Cortex-M3 
Core, 72MHz

LoRa IM-L210

Sensor Acceleration sensor

Display LED 1(Power, Condition)

Button Setting Button

GPS L80

Memory EN25Q64-104HIP, 8MB

Power PMIC, LDO, Power coil

Power Connector M8 Connector, Cable

Antenna LoRa, GPS Antenna

PCB FR-4, 4L, 1.5T, 25 × 45mm

Battery Lithium polymer 4.2V 1000mAh

Table. 2 Characteristics of LoRa communication module 
embedded in smart shoes

가속도 센서는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활동하지 않

을 경우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를 위해, 대기 상태로 변

경되며, 배터리는 모듈 크기와 비슷한 리튬 폴리머 4.2V 
1000mAh로 구성되었다. 전원 On/Off를 확인하기 위해 

LED를 하나 추가하였고, 위치 추적을 위해 모듈 내부에 

GPS를 포함하고, GPS 위치 추적을 위해 내부 안테나를 

추가하였다. 

2.4. 위치추적 신발 구성 및 구현

위치추적 테스트를 위해, 260mm의 신발에 들어갈 

밑창에 45mm × 20mm × 10mm의 로라 모듈을 넣을 공

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밑창 제작은 금형 단계에서 부

터 진행되어야 했으므로, 부산에 위치한 A 회사와의 협

업을 통해, 전용 금형과 밑창 제작을 의뢰하였고, 구현

된 신발 밑창의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Fig. 5 Outsole of smart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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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버 시스템 구성 및 구현

서버 시스템은 신발 밑창에 위치한 모듈에서 위치 정

보를 로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고, 전송된 위치 정보를 

응용 소프트웨어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위치 정보 

등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 운영

체제는 Centos 5.3을 사용하였고, 웹 서버는 Tomcat 
6.0.18, Sevlet 2.5, JSP 2.1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베

이스는 MySQL 5.6의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6은 

서버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모듈과의 위치 전

송을 확인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상태, 모듈의 Tag 및 

GPS 데이터 이력은 다수의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제

작되었으며, 장비 관리 및 사용자 관리 등이 내부 구성

으로 제작되었다.

Fig. 6 Server Menu Diagram

Ⅲ. 결과 및 성능 분석

신발의 밑창에 로라 모듈을 탑재하고 위치 추적을 확

인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부산광역시 동

아대학교 승학캠퍼스에서 실험을 5회 진행하였다. 실험 

목적은 로라 모듈과 로라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과

의 통신이 가능한지를 판별하기 위한 실험으로, 로라 통

신 모듈을 탑재한 밑창을 들고 10분 동안 이동하고, 1분
마다 위치를 전송한 내용을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으

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였다. 해당 실험은 총 5회 진행하

였으며, 모두 어플리케이션에 표시됨을 확인하였다. 그
림 7은 사용자가 동아대학교에서 이동하면서 위치가 추

적되고 있는지 시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7 First experiment for smart shoes

다음 실험은 안테나와의 교신을 위한 실험으로 센텀

시티에서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완성된 신발을 직접 신

은 후 센텀시티 안의 회사 근처를 계속해서 이동하고 어

플리케이션에 좌표를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로
라 게이트웨이 근처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제약으로 

인해, 비슷한 거리에서 위치 추적을 테스트하였으며, 총 

5회 테스트 결과 10Km 이상 멀어질 경우 통신 성공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은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송 시간은 

1차 테스트보다 빠른 시간인 15초 마다 전송하도록 설

정하였으며. 최대 50개의 데이터를 추적하도록 설정하

였다.
최근 위치 데이터는 20개까지 숫자로 표시할 수 있도

록 설정하였으며, 변칙적인 실험을 위해, 달리거나 신호

에 대기하는 등의 상황을 연출하였고, 10Km 이내의 모든 

위치를 큰 오차 없이 전송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8 Second experiment for smart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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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기존 스마트 신발 연구와 본 연구와의 특성 차

이점을 분석한 내용이다. 논문[3]은 아두이노 보드를 사

용하고 브레드 보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현재 논문

은 모듈을 직접 제작하여 크기나 휴대성이 훨씬 높은 것

으로 판단된다. 무선 네트워크의 차이점은 논문[3]은 블

루투스를 사용하여 통신하고 별도의 게이트웨이가 없

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처리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로라 통신과 별도의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여 

피보호자(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별도로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Items reference[3] Designed System

MCU ATmega328
STM32F103, ARM 
32-Bit Cortex-M3 

Core, 72MHz

Wireless Network Bluetooth HC-06 RoLa IM-L200

Sensor Piezo element 
sensor Acceleration sensor

GPS Used Used

Memory ATmega328 2KB EN25Q64-104HIP, 
8MB

Target Health Care Tracking

Smartphone 
dependent Yes No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for smart shoes 

마지막으로 이전 논문에서 없는 가속도 센서를 추가

로 장착하여, 사용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일 경우, 
대기 상태로 변환되어 전력 소비를 감소시킨 점이 확인

된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구현한 스마트 신발

은 기존 연구 결과보다 치매환자를 훨씬 더 안심하고 돌

볼 수 있음이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전력장거리 기술과 임베디드 보드

를 이용한 치매 돌봄 스마트 신발과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다. 구현된 스마트 신발은 외부 환경에서 실험

을 한 결과 위치 추적 실험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

다. 실험에서 15초마다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이틀을 

못 버티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1분마다 데이터를 전

송할 경우 약 일주일 정도 배터리가 유지되어, 1분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실험 결과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스마트 신

발이 적용될 경우 보호자가 손쉽게 치매환자의 위치 동

선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호자의 부담 역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다수의 사용자와 다수의 로라 게이트웨이의 통

신 연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위치 추적을 위한 GPS 데
이터는 배터리를 상당히 빠르게 고갈시켜 배터리 충전

에 문제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로는 배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주 이동하는 위치

를 빅 데이터로 수집하고, 딥러닝으로 분석할 경우, 치
매환자의 예측 경로 혹은 치매의 패턴 분석에도 많은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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